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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그룹 운동사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구조성에 주목하며–

김미경

김미경은 1958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6년 한국근현대미술연구소를 설립하

여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기획 및 학술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내 최

초의 한국현대미술사 관련 박사논문인 「1960–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과 사회」(2000) 
및 「素–素藝로 다시 읽는 한국 단색조 회화–‹한국·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 白›(동

경화랑, 1975)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Ⅲ』, 2002), 「이우환의 세

키네 노부오론(1969) 연구」(『한국근대미술사학』, 2005), 「Performance Art of Seoul and 

Tokyo in the 1960–70s;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geopolitical approach」(Performing 

the City, Symposium,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 München, 2008) 등이 있으며, 주

요 저서로는 『우리 그림 批評』(카리아트, 2008), 『모노하의 길에서 만난 이우환』(공간사, 

2006), 『한국의 실험미술』(시공사, 2003), 『한국현대미술略史–정치·경제·사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미술』(ICAS,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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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ay of art discussion has been wholly changed by the advent of digital circuits and 
ARPANET in 1969, subsequently leading to rapid global diffus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World Wide Web into the 1980’s. Many artists, who take a shortcut to the 
core of such discussion, jump into the arena of global issues, even insisting the inevita-
bility of it to meet the needs of their contemporary time. �ey seem neither to spend a 
sufficient amount of time on forming art groups that are adequately localized in their 
functions and social relevance, nor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grouping” and its con-
ceptualization. Consequently, the rate of forming art groups or streams as such trigger-
ing the images of Supports/Surfaces, Arte Povera and Mono–ha among others has been 
decreasing in the era of the Internet.

In the light of this, in elaborating 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rt 
group movements origin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4–79, the contro-
versial issue would be derived from certain aesthetic or philosophical attitudes crucial to 
the groups or to the purposeful activities mainly aimed at getting their status to seize the 
system of hegemony in the art world.

�ey showed no sign of group movements in S.N.U, after the capital was reverted 
in 1953 except some political movement around the artist Jang Bal, professor at S.N.U; 
until three groups emerged in the midst of the 5·16 coup d’état in 1960. ‘Mookrim 
club’ led by Suh Seok (then a young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formed 
in March, the ‘60s Artists Association and the group ‘Wall’ members demonstratively 
exhibited their works on the walls of Duk–Soo Palace where a stubborn conventional 
Kuk–Jun (National Art Exhibition) was held in October. 

�rough my investigations,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of the three groups 
was ‘the insistence on resistance’ against a stuffy established art world.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works of ‘Mookrim club’ from abstract paintings to figurative oriental 
ink paintings were based on an unusual variety, making it difficult to verify their m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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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against ‘the established art’ that those art tendencies already had been included 
in. Consequently, ‘political resistance’ and ‘uncertainty’ or even ‘ambiguity’ of aesthetic 
attitudes (resulting from their declarative statements and recorded documents) can be 
taken as adequate elements of conclusion.

Meanwhile the ‘60s Artists Association (consisting of the graduates of S.N.U and 
Hong–Ik University) and the group Wall (the members of which were students at S.N.U) 
had been regarded as ‘Informel art painting’ groups by the majority of art historians and 
critics. However, I discovered that a few works such as Park Hongdo’s or Yu Whang’
s, three dimensional experimentation within the group ‘Wall’, and considered influen-
tial the tendency of doing away with two dimensional works in Korea in my 2003 essay 
Study on the exhibition ‘Wall’: �e question on the unfolding of Korean Informel paint-
ing. �e emphasis here was the connection that the adventurous installation works would 
be extended to some works of Kim Daeu’s deconstructive frames in the group ‘Actuelle’
(1962–64). In effect, it rebutted previous opinions that constituted the pedigree from the 
group ‘Wall’ to the group ‘Actuelle’ only within the category of ‘Informel art painting’.

Meaningful art group/art streams always mark their own manifest turning point 
in history as with aesthetic and philosophical discussion radiating insights on the spirit 
of the age. Looking back at the period during which art politics and hegemony initia-
tives prevailed over seminal discussion of aesthetics; concerning the weak philosophical 
attitudes covered with pseudo–westernized aesthetics, re–reading the aesthetic context 
between ‘Mookrim club’ and the precedents such as the likes of Lee Ungno, Kwun 
Younwoo, An Sangchul is a critical point to reveal the authentic identity of such artistic 
movements. �e discussion on other 1960’s groups the ‘60s Artists Association, the group 
Wall, and Actuelle should be further undertaken, lest it be simplified by a certain insuffi-
cient framework. �e art group movements around S.N.U have revealed a unique context 
of structures, and the resources on deciphering its structuality would be much more plen-
tiful in the company of contents of wholehearted research, compared to merely attaching 
the word ‘resistance’.

Key words:  �e history of group movement,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
sity, Structuality, Mookrim Club, the group Wall, the ‘60s Artists Association, 
the group Act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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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롤로그

20세기 중반에 디지털 회로가 대두하고 1969년 아르파넷(ARPANET)1이 개발된 이후 

1980년대 인터넷의 글로벌 확산은 예술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

켰다. 그것은 일찍이 1984년 백남준이 ‹굿 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well)›

에서 예견했던 대로, 문명의 글로벌화가 초래한 문화적 동시간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상현실을 포함한 장소 개념의 확장 때문이었다. 

이미 19세기에 시작된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도큐멘타 등 글로벌 예술 네트워

크들이 불과 반세기만에 무수한 이합집산의 소용돌이를 확장시키고 있고, 온라인/오프

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예술 담론들의 전개/변화 속도는 국가/지역적 미술그룹이 

오프라인에서 형성되는 속도를 추월해 버린 지 오래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의 퓨처리스

트들(Futurists)들이 느꼈던 기계적 속도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술논의의 파급 속도

를 체험하는 디지털 시대의 작가들은 미술그룹을 형성할 시간을 확보할 틈도, 그럴 가

능성을 생각할 필요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수많은 개별 예술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모

였다가 해체되는 순환구조에 적응하는 것이 자신의 예술을 논의하기 위해 훨씬 더 효과

적인 동시에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까지 여겨지기 때문이다.2 거기서 작가들/미

술사가/비평가 개개인은 소집단(미술그룹)을 형성하더라도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이

슈를 공유하는 쪽을 택하며, 세계의 미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

면서 개인=다수의 변화무쌍한 담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다. 따라서 ‘쉬포르/쉬

르파스’(Supports/Surfaces),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큐슈하’(九州派), ‘모노하’(も

のは)처럼 미학적 사고와 담론을 내포하며 국가/지역적 출발점을 가졌던 소그룹들은 

인터넷의 글로벌 확산 시기 이후 그 발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1 1960년대부터 미국 국방부가 핵전쟁을 비롯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에 착수하여, 여러 컴퓨터 통신망 가운데 하나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더라도 전체 통신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부서에서 개발했다.

2 여기에는 마르쿠스 크라이스(Marcus Kreiss)가 설립하여 2006년부터 예술 영상, 사진, 설치, 
퍼포먼스, 음악 작업 등을 24시간 방송하기 시작한 SFE(Souvenirs From Earth) 같은 독립 TV 
방송 시스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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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점에서 전후(戰後) ‘한국 미술그룹 운동’을 논의한다면, 먼저 나는 자기비

판적 질문과 전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지난 ‘운동’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하는 일이다. 그것은 ‘운동’의 태도와 메시지가 어떤 철학적 

사고 혹은 미학에 집중되었는가, 학연 또는 지연으로 엮인 집단화에 의한 이익단체로

서의 위치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는가, 혹은 이 두 가지가 혼성화되어 있는가, 이중 코드

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문이다. 그렇게 한국 미술그룹 ‘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논의를 진전함에 따라 ‘운동사’의 성격도 드러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논의

가 이루어질 ‘시기’와 ‘범위’에 관한 것이다. (본 학술대회가 설정한 시기인) 1954년부터 

1979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학제 개편 시기부터3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까지이며, 

논의의 주요 범위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지만, 나로서는 한국의 미술그룹 운동사에

서 그 시기와 범위의 다소 확장된 범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불가피한 듯 하다. 한국에서 

빠르게 증가한 예술/학문 정보를 자기비판적 학습의 도구로 사용했던 1980–90년대 이

후의 컴퓨터와 인터넷 초기 세대에 대두된 한국 미술그룹들의 정황까지 살펴볼 때, 그

리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바라볼 때, 한국 미술그룹 운동사

의 ‘구조성’이 더욱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Ⅱ.  ‘운동’이란?

1. 미술그룹/미술경향/작가의 운동성에 대하여

역사에 기록되어 온 미술그룹/미술경향/작가가 중요 전환점을 남겼던 것은 어떤 경우

인가. 그것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작가’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여, 과거/현재/미래

의 과학/사회/역사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확산되었던 때였다. 그것이 새로운 속성이라

면 당연히 새로운 작업과 언술(言述)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새롭기 때문에 기성 보수의 

완고함에 대해 저항하며 움직이는 ‘운동성’을 띤다. 그러나 저항 자체가 미술그룹의 주

요 목적이 될 경우 그것은 정치적 운동에 지나지 않게 되며, 내부로부터의 미학적 성찰

3 알려져 있다시피, 1946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제1회화과, 제2회화과, 
조각과 도안과)는 1953년 대통령령 제780호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으로 학제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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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얕거나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이 앞설 경우 역사에서 사라진 소극적 운동이 되어왔다.

철학적/미학적 사고와 미술의 역사에 대한 민감한 통찰은 결코 ‘이론’이거나 ‘논

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작가 개인의 감각과 감성 너머까지 확장되는 작업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키워드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철학적 사고/역사의식 제한 조치에 

제도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둔화마저 보였던 대다수의 일

본유학생들 및 그들이 연계된 조선미술전람회와 국전 시스템 그리고 해방 후 대학 교육

의 문제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1968년 이우환과 유영국의 대화만큼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4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렸던 ‘한국현대회화전’ 당

시 좌담회에서 이우환이 ‘한국현대미술에는 오프(Op)적(的) 경향이 강하나 그것이 논

리적으로 취급되어진 것은 아니고 비상(非常)히 단순(單純)한 색(色)을 좋아하는 민족

적인 기호가 예전부터 잘 음미되어져 왔기 때문이며 이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

니라 논리적으로 추구해간다면 한국적인 특수한 양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고 말하자, 유영국은 ‘작가가 논리를 앞세우면 안 된다’고 즉시 반박했던 것이다. 그러

나 이우환의 말은 결코 ‘작가가 논리를 앞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감

각은 풍부한데, 거기에 전통을 깊이 연구하는 지성적 연구가 결부된다면 더욱 좋은 결

과가 나올 것이다’는 고무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대화에서 드러났던 개별 작

가의 미학적 실천 문제는 곧 어떤 미술그룹이 운동성의 파장과 생명력을 극대화하는지

를 가늠하게 하는 실마리이기도 하며, 결과적 양상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 유영국이 멤버였던 ‘신사실파’(1948–1953)의 (모호한) 명칭이나 미학적 파급의 한

계 및 1960년대 후반 이후 이우환이 개념적 키워드로 자리잡게 된 ‘모노하’의 담론적 실

천과 국제화를 통해 나타났다.

2. ‘혁명’의 시기에 주목되는 1960년 미술그룹들

해방 이후 한국에서 결성된 무수한 미술그룹들은 ‘운동’이 지니는 미학적 태도와 메시

4 좌담회–한국현대회화전(座談會–韓國現代繪畵), 「현대의 눈,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뉴스(現代の眼, 東京國立近代美術館ニューヌ)」(1968.8)에는 1964년 한일교류 이후 
최대의 해외 전시이자 한일 교류전이였던 ‘한국현대회화전’(1968.7.19–9.1)이 1968년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렸을 때의 좌담회가 수록되어 있다. 관련된 내용 등은 김미경, 
전통과 Avant Garde: 1950–60년대 劉永國, 「유영국 저널」 제6집, 2009, pp. 98–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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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수의 개인적 특성들이 분산된 채 ‘그룹’이라는 형식과 조직으

로 엮여 있었다. 그들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철학적 사고와 미

학적 이슈를 끌어 내는 ‘내부 토론과 논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인데, 그러한 취약점은 

1980년대 이후에야 어느 정도 반성의 국면에 들어선다.

정부 환도(還都) 이후 새롭게 학제가 개편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는 장기 재직

했던 김세중, 김종영 외에도 10년 이상 재직한 노수현, 송병돈, 박노수, 그리고 짧은 기

간 동안만 머물렀던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등의 교수·강사진이 있었다.5 그러나 1955

년 ‘대한미술협회’(대한미협) 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고희동 및 윤효중과 대립하여 ‘한

국미술가협회’(한국미협)를 분리 창설한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학연 

대립구도도 야기되었던) 장발 교수 중심의 정치적 행보 외에 새로운 미학적 ‘운동성’을 

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심의) 미술그룹의 형성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6

한편 우리의 미학에 대한 깊은 사색과 관점의 영향력을 지녔던 김용준이 ‘국대안’ 

파동7 당시인 1946–1947년 사이와 1950년 인민군 치하에서 잠시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가 월북한 뒤, 그의 제자 서세옥이 1954년 서울대학교 시간강사가 되어 동문(同門) 제

5 당시 작가들의 서울대학교 재직 시기는 김세중(1928–86)의 경우 1953–86년, 김종영(1915–
82)은 1948–80년, 노수현(1899–1987)은 1948–61년, 송병돈(1902–67)은 1949–62년이었고, 
박노수(1927–)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직(1962–82)했다. 김환기(1913–
74)는 3년간(1946–49) 재직 후 홍익대학교로 이직(1952–64)했으며, 유영국(1916–2002)도 
2년간(1948–50)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후 홍익대학교로 이직(1966–70)했다. 한편 
장욱진(1917–90)은 6년간(1954–60) 재직 후 1960년 사직하고 작업에 전념했다.

6 ‘신사실파’(1948–1953)의 경우, 서울대학교의 김환기와 유영국 및 장욱진이 있었지만 이규상과 
백영수도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 일본 유학시절부터 학습한 ‘사실로부터의’ 추상화(抽象化) 
과정을 각자의 방식에 따라 (구상적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의 새로운 미학적 
이슈가 대두되었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모던아트협회’(1957–1960)의 경우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관련된 인물은 2회까지만 참가했던 유영국이 유일했고, 광범위한 
‘모던아트’라는 말만큼이나 반전통적 미술경향이라는 공동 유대감 이상의 (미학적) ‘운동성’을 
드러낼 자기분석적 주장이나 선언 역시 부재한다.

7 1946년 미군정 학무국의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 발표 후 1948년까지 교수 및 
학생들이 이에 격렬히 반대했던 사건으로, 당시 약 380명의 교수가 해직되었고 4,956명의 
학생이 퇴학당했다. 이들 중 상당수의 교수와 학생이 월북하여 김일성 종합대학의 주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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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6명과 함께 결성한 미술그룹의 구심점에 서게 되는 것은 1960년 ‘묵림회’8를 창설한 

때이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에 회화(8명), 조각(2명) 전공 서울대학교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벽동인회’의 ‹벽전›9이 10월 1일에 열렸고, 나흘 뒤인 10월 5일 서울대학교 졸

업생(6명)과 홍익대학교 졸업생(6명)으로 이루어진 ‘60년 미술가협회’의 ‹60년전›10이 

정동고개 쪽과 영국대사관 쪽 덕수궁 담벽에서 각각 전시를 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관련된 이들 세 미술그룹이 등장했던 시기는 모두 1960

년 4·19 발생 전후였고, 그 해 제9회 국전의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뽑혔던 이의주의 ‹온

실의 여인›은 머지않아 구태의연한 ‘국전 좌상파’로 비판 받게 될 운명이었다. 한편 다

음 해 ‘대한미술협회’(대한미협)와 ‘한국미술가협회’(한국미협)가 ‘한국미술협회’로 통합

되었으나11 그 통합과정은 미학적 합의가 아닌 5·16 쿠데타 정권의 정치적 발로에 따른 

것이었다.

4·19가 ‘혁명’이자 운동성을 지닌 ‘의식’이라 불릴 수 있는 까닭은 그 정치·사회·

역사적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즉 ‘운동’은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담론적이

든, 그것이 가볍든지 무게를 갖든지 간에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태도’이며, 문화예술

에 있어서도 미술형식/사물/언어/행동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당시 미술사학자나 전문 미술비평가가 부재하고 신문에는 작가 및 기자가 기고

8 ‘묵림회’(1960–1964)는 1959년 12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1960년 3월 22일 
중앙공보관에서의 첫 전시를 비롯하여 총 10회의 전시를 열었고 (소품전 2회 포함), 창립전에 
참여했던 작가는 서세옥을 비롯하여 박세원, 권순일, 최애경, 전영화, 이영찬, 이순영, 장선백, 
장운상, 이덕인, 이정애, 남궁훈, 최종걸, 정탁영, 민경갑, 신성식 등 16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 열린 2회전에는 서세옥과의 의견 충돌 혹은 그룹의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회원의 
절반이 탈퇴하고 정탁영, 서세옥, 이덕인, 신성식, 최애경, 송영방, 민경갑, 남궁훈 등 8명이 
출품했다. 관련 내용은 박파랑, 「동양화단의 추상 연구–’묵림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참조.

9 ‹벽전›(1960–1964)은 총 5회의 전시를 열었고, 덕수궁 담벽의 창립전(가두전) 작가는 김익수, 
김정현, 김형대, 박상은, 박병욱, 유병수, 유황, 박홍도, 이동진, 이정수이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미경, 「‹벽전›에 대한 小考: 한국 앵포르멜의 전개과정에 대한 의문」,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Ⅳ–초기 추상미술의 비평적 재조명』, Vol. 3, ICAS, 2004, pp. 463–476 참조.

10 ‹60년전›(1960–1961)은 총 2회의 전시를 열었고, 서울대학교 졸업생 6명(김봉태, 김종학, 
손찬성, 박재곤, 윤명로, 최관도)과 홍익대학교 졸업생 6명(김기동, 김응찬, 이주영, 유영렬, 
김대우, 송대현)으로 덕수궁 담벽에서 창립전(가두전)을 가졌다. 

11 美術團體統合의 길, 「동아일보」, 1961.8.13 方法에만 異論–畵壇, 「동아일보」, 1961.10.11 單一
體로 만들고 不正腐敗 是正토록, 「동아일보」, 1961.8.13.



199

한국 미술그룹 운동사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구조성에 주목하며–

하는 인상비평이 주로 실렸으므로, 결국 과거 ‘운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다각도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소수의 현존 작품과 기록 사진들 그리고 

작가들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미술그룹의 애매한 발생 동기와 시기, 집단이익의 정치성 이면에 

깔려있는 모호한 미학적 표명과 토론의 부재 내지 피상성 및 엇갈리는 증언들이 모두 

후학들로 하여금 번거로운 검증 작업을 반복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1) ‘묵림회’의 저항성과 불확실성

예를 들어 ‘묵림회’의 경우, 소실된 발기문과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1961년 ‘아세아재단 

원조자금 신청서’의 내용(서세옥 작성)과 생존 작가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발기 취지

를 가늠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운 미학적 ‘운동’으로서의 특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

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묵림회’가 기성 한국 화단의 문제점에 대한 ‘저항’ 

자체를 새로운 ‘전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어떤 조형/미학

과 철학적/역사적 사고를 표명하는가, 과거의 기성 보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기 보다, 기성화단의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국화단의 특수한 잔재(殘滓)적 현상인 전통과 새로운 사조(思潮)에 대한 고

루한 안계(眼界), 왜곡된 해석, 제작의 위축(萎縮), 고질화된 배타독존적 습성, 인

위적 파당성(派黨性) 등 불합리한 제요인(諸要因)을 비판 대결하여 3월 한국 동

양화단의 유일한 전위적 청년작가들의 집결체로서 발족…12

당시의 신문보도 내용들의 경우, “화단 정치에 반발하는 젊은 예술집단”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의 제시”, “기성들의 완고한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보자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젊은 세대들이 자유와 권리와 발언을 찾기 위한 실천이며 또한 시

대와 자신의 위치를 각성하는 모습”으로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개성”을 통해 “작가의 

의욕과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막연히 언급했다. 거기에는 ‘묵림

회’의 미학적 동인(動因)이나 ‘새로움’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는 

12 허영환, 「한국 현대동양화 운동 고찰」, 『한국의 근대미술 3호』(한국근대미술연구소, 1976, p. 17), 
박파랑, 위 논문, p.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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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도의 한계가 있었다.13

한편 ‘묵림회’가 해체된 뒤 곧 거의 동일 인물들로 구성된 ‘한국화회’가 창립된 지 

1년 남짓 되었던 시기인 1968년, 서세옥은 ‘신문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우리 畵壇에서 東洋畵는 어떤 의미에서 不毛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價値기준에 대한 올바른 비판정신이랄까 自我의 확

립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天體科學이 발달해서 이것이 예술의 세계까지 등장하

는 오늘날 세계미술의 광장에 반비례해서 우리는 深山幽谷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과거 中國의 戰亂時代에 도포자락에 말을 타고 지

나가는 高士圖를 그린다거나 하는 사상적인 세계가 우선 어떻게 비판 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 자체가 混沌狀況에 놓여있어요. 그와 반대로는 

洋畵의 모방으로 착각할 수 있는 價値 이하의 어떤 움직임이 일부 사람에 의해서 

성행되고 있읍니다. 이런 先後가 도착된 상황 속에서 또 파생되어서 기생충처럼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 이것은 日本 明治, 大正年間에 이룩된 

日本畵적인 수법이 과거 鮮展에 사다리를 놓고 이 나라에 기어들어왔던 것이 최

근 日本에 왕내하는 일부층에 의해 다시 도입되는 감이 있어요. 그런 것은 東洋
畵壇이 가지고 있는 어떤 不毛性, 批判精神이라든가 작가의 사상적인 배경의 空
白이 이런 상황을 낳는 것으로 봅니다…제 개인의 전망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日本畵 같은 기생충적 상황은 있을 수 없고 또 中國 사람과 같이 保守적인 집착

은 불식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근 개방이라고 할까 자유로운 상황에서 무엇

13 東洋畵壇에 노한 젊은이들–權威에 맞서 墨林會 조직, 「서울신문」, 1960.3.2.

	 李龜烈, ‘墨林會’ 발기, 「민국일보」, 1960.3.5.

	 東洋畵壇의 새 運動–墨林會 發足을 보고, 「세계일보」, 1960.3.7.

	 李龜烈, 동양화단에 새 운동:묵림회 발족을 보고, 「민국일보」, 1960.3.7.

	 李龜烈, 東洋畵의 새 기점–제1회 墨林回展을 보고, 「세계일보」, 1960.3.25.

	 强力한 發言이 부족–墨林會展 第1回展을 보고, 「조선일보」, 1960.3.26.

	 金基昶, 發言과 行動에 期待–墨林會展을 보고, 「서울신문」, 1960.4.1.

	 墨林會의 아담한 美展–새로움을 찾고 意慾的, 「서울일일신문」, 1960.12.30.

	 李龜烈, 前衛의 몸부림–墨林會 소품전, 「민국일보」, 1961.2.5.

	 田相範, 청신한 作業–墨林會展을 보고, 「조선일보」, 1961.2.7.

	 抽象과 具象의 世界–墨林會展, 「조선일보」, 1962.3.19. 
 ‘묵림회’와 관련된 보도 기사 및 간추린 내용은 김미경, 『한국현대미술자료 略史(1960–1979) 

–정치·경제·사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미술』, ICAS, 2003, p. 6, p.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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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그룹 운동사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구조성에 주목하며–

인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읍니다…14 

 

그의 말처럼 1968년 시점에서 ‘동양화가 불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다시 “자유로

운 상황에서 무엇인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단계”라고 말해야 한다면, 과연 ‘묵림회’ 자

체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일본화 같은 기생충적 상황은 있을 수 없고 또 

중국 사람과 같이 보수적인 집착은 불식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하위 모방미술

이나 비판정신 없음을 비판하는 일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오히려 일본의 오랜 

‘긴다이노 쇼구쿠(近代の超克)’ 논의 등을 통한 일본화의 위상 및 전통미술에 대한 적

극적인 저항성을 띠었던 20세기 중국미술/미학의 상황을 (서세옥 개인이 실천하려 했

던 것 만큼) ‘묵림회’의 미학적 반성 도구로 확산시키는 실천적 태도였다.

미술사학계에서도 ‘묵림회’에 관련하여 ‘동양화에서 추상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15 것으로 보거나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반전통, 반조형의 기

치를 높이 들어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을 타파’16한 것으로 보거나 ‘전통 수묵의 정신적 

깊이를 현대회화에 도입하려 했다’17는 등의 언술을 넘어서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세옥의 발언처럼, 개인을 넘어서서 미술그룹을 형성할 미학적 필연성이 모호하

고, (기성화단에 대한) 어떤 저항 자체를 ‘새로움’으로 여겼던 ‘묵림회’에 대해 그 이상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0년대 중반기를 지나…제 그림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는 동양화를 버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기성화가의 파에도 소속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서 많은 압박을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으로 작품발표를 해

야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젊은 후배하고 화단을 계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

졌어요. 사실 화가로서 자기 일에 충실 하려면 어떤 그룹을 갖는다거나 계몽을 한

다거나 하는 일은 쓸 데 없는 일입니다…18

14 서세옥 발언, ‘新文化 六十年紀念 심포지움: 創造적 實驗의 不足’(參席者: 崔淳雨 司會, 金仁
承, 金貞淑, 徐世鈺, 李慶成), 「新東亞」, 1968.10, pp. 343–344, 김미경·황상희, 『우리그림 批評』, 
카리아트, 2008, pp. 48–49 참조.

15 정형민, 「書–畵의 추상화 과정에 관한 試」, 『造形』, Vol. No. 23, 2000, p. 17.
 김영나, 『20세기 한국미술』, 예경, 1998, pp. 195–196.
16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04, p. 163.
17 김영나, 『20세기 한국미술』, 예경, 1998, p. 195.
18 김영나, 산정 서세옥과의 대담, 「공간」, 198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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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_아카이브

이렇듯 사실상 서세옥 개인의 실험적 태도와는 별개로, 미술그룹으로서 ‘묵림회’의 저

항성은 당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집단화했던 신세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

격을 띠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 저항성이 미술그룹의 ‘운동’으로서 ‘추상’의 문제를 포함

한 어떤 가치지점을 갖는 새로운 미학적 저항을 내포한다고 보기에는 난점이 많다는 데

에 오늘날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묵림회’에서는 ‘추상’이란 과연 무엇이

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들의 작업이 새로운 ‘반전통’인지, 혹은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지

에 대한 내부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와 

제자 세대 간의 학문적 위계에 대한 소극적 순응과 미술 정보의 부족 및 자발적인 개인 

연구의 미흡함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19 우리가 ‘버려야 할 전통’으로 치부했던 중국의 

미술역사에도 이미 ‘반전통’과 ‘새로운 것’의 충돌이 낳은 교훈이 있었지만 ‘묵림회’ 내

부에서 그것이 논의되었던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은데, 신해혁명(1911) 이후 혁신파 캉

유웨이(康有爲)나 전통파 천스쩡(陳師曾), 이들을 제도적으로 통합했던 차이위엔페이

(蔡元培) 등의 토론을 거쳐 쉬뻬이홍(徐悲鴻)이나 린펑미엔(林風眠) 등 국비유학생들 

세대 이후 신구문화의 갈등구조가 극복되고 중국 근대 미술교육의 초석을 세웠던 역사

적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버려야 할 (중국의) 구습’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었

다. 한편 동시대적 유럽 앵포르멜 미술의 동향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미학적/조형적/

정치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서구의 미술동향과 전후 일본의 젠에쇼도(前衛書道)나 보

쿠비(墨の美) 및 미술그룹 구타이(具体)와의 관계성은 (아마도 정보의 부족 때문에) 당

시에 ‘묵림회’ 내부에서 거의 토론되지도, 관심사로 대두되지도 않았던 듯 하다.

아울러 ‘묵림회’에서는 그룹 결성 이전, 이미 1958년 도불전에서 우창숴(吳昌碩)

(그림1) 등 중국의 조형적 실험을 넘어서는 전위적 태도를 보였던 이응노의 작업 태도

와 연구(그림2–4),20 권영우 회화의 추상화 과정, 안상철의 회화 등과 같은 선례 작업이 

19 관련 내용은 김미경·황상희, 『우리그림 비평』, 카리아트, 2008, pp. 22–23 참조.
20 이응노 도불전, 중앙공보관 화랑, 1958.3.8–17.
 1958년 프랑스로 떠나기 전 이응노의 도불전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서구의 앵포르멜 미술이나 

잭슨 폴락의 작품 등과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오기도 했으나, 그의 역사관과 전통에 대한 분석적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 회화의 전통과 반(反)전통으로부터 도전 받은 자기비판적 실험과 
모색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 관련된 내용은 김미경, 「정신의 자유로움과 
역사에서 숨쉬기」(『60년대의 이응노 추상화』 도록, 이응노미술관, 2001 수록) 및 김미경·황상희, 
『우리그림 비평』(카리아트, 2008, pp. 57–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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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던 미학적 태도21나 ‘현대미술가협회’(현대미협) 중심으로 1958년경 이후 벌어졌

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토론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의 동시

대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모색했던 반성과 실험에 대한 검증적 연구 혹은 ‘묵림회’ 안팎

의 소통 내지 호환/반성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수현이나 박노수 등이 심사위원 및 추천작가였던 1959년 제8회 국전의 ‘동양

화’ 부문에서는 전면회화적(all–over)인 안상철의 작품(그림5)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선적(線的)인 추상 실험을 시작했던 권영우(그림6)나 ‘묵림회’의 민경갑(그림7) 등의 반

추상 수묵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권순일(그림8)이나 전영화(그림9)의 작품은 오히

려 전통적인 구상이었다. 

21 권영우와 관련해서는 김미경, 「素藝–권영우」(『권영우』 도록, 가나아트센터, 2002 수록) 참조
 권영우의 경우,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1회화과 제1회 입학생으로서 수 차례 ‘묵림회’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의 회원들이 어떤 대표 주자 한 사람 있어 그를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더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증언한다. 삼성문화재단 편, 『해방 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1』,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No.1, 2003, p. 89.

그림1) 吳昌碩, ‹珠光›, 

1920, 紙本水墨, 

139,5×69,5cm

그림2) 이응노, ‹生脈›, 

1950년대, 한지에 
수묵담채, 133×68cm, 
도불전(1958) 출품작

그림6) 권영우, ‹섬으로 
가는 길›, 1959, 제8회 국전 
문교부장관상(무감사 특선)

그림7) 민경갑, ‹童悅›, 

1959, 제8회 국전 입선작

그림8) 권순일, 

‹돌아오는 길›, 1959, 
제8회 국전 입선작

그림9) 전영화, ‹祖孫›, 1959, 
제8회 국전 출품작(무감사)

그림3) 이응노, ‹盛裝›, 

1950년대, 한지에 
수묵담채, 133×63cm, 
도불전(1958) 출품작

그림4) 이응노, ‹숲 속›, 

1950년대, 한지에 수묵담채, 
도불전(1958) 출품작 

(동아일보, 1958.3.18)

그림5) 안상철, ‹晴日›, 1959, 

248×180cm, 수묵담채, 
제8회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 
호암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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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묵림회’의 창립전이 열렸던 1960년 서세옥의 작품(그림10)은 ‘새’의 이미

지를 추상화해 가는 과정에 있었으나 제9회 국전(1960)에 출품된 ‘묵림회’의 이순영(그

림11)이나 장선백(그림12)의 작품은 전통적 구상에 가까웠다. 제10회(1961), 제11회

(1962) 국전 수상작 중에도 안상철(그림13)이나 송수남(그림14)의 실험적 추상작업 등

이 적지 않게 포함되고 있음을 볼 때, 수묵의 ‘추상’ 과정은 ‘묵림회’ 안팎에서 이미 개인

작업을 통해 실험되고 있었고 장선백(그림15)과 민경갑(그림16)은 추상으로의 급속한 

비약 단계를 보여주었으나 최애경(그림17), 전영화(그림18), 정탁영(그림19) 등의 작품

은 구상성을 잔존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묵림회’에서 ‘추상의 가능성이 본격적

으로 추구됐다’거나 ‘반전통, 반조형을 통해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을 타파했다’는 등의 

기존 분석을 다시 반성하게 하며, 어떤 점에서 ‘화단을 계몽’22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미술그룹으로서의 ‘묵림회’에 있어서 조형성과 미학은 사실상 그리 독특

한 변별적 위상/논점을 드러낸다고 하기 어려우며, (구상/추상을 막론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결집된) 특정 신진 작가들의 ‘집단화’를 통해, 전통 수묵화와 채색

22 주18)의 서세옥 발언 참조.

그림10) 서세옥, ‹正午›, 

180×80cm, 1959, 

‘묵림회’(1960) 출품작

그림16) 민경갑, ‹部›, 

1962, 제11회 국전 
특선작(무감사)

그림12) 장선백, ‹제물포›, 1960, 
제9회 국전 입선작

그림15) 장선백, ‹다리›, 1961, 
제10회 국전 입선작

그림13) 안상철, 

‹朦夢春›, 1961, 
제10회 국전 추천작

그림11) 이순영, 

‹積翠›, 1960, 제9회 
국전 특선작

그림17) 최애경, ‹숲›, 

1961, 제10회 국전 
입선작

그림18) 전영화, ‹鳳›, 

1961, 제10회 국전 
입선작 

그림19) 정탁영, ‹먼 
동›, 1961, 제10회 
국전 입선

그림14) 송수남, ‹환상›, 

1962, 제11회 국전 
입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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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향의 (기성) 국전 리더들에게 맞서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저항성’

이 훨씬 크게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창설 연대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의 엇갈림23, ‘묵림회’

가 표방했던 언술과 비평/미술사의 기술 및 작품의 조형성/제작시기 

간의 관계는 후학들이 꼼꼼히 풀어야 할 ‘불확실성’으로서 남겨져 왔

으며,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개인 연구성과들을 심화하는 논의의 확

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의 ‘수묵 추상’과 관련하여, 당시 중국/일

본/서구 미술동향에 대한 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 연구(그림

20)와 관련된 서세옥의 실험적 모색(그림21)이 불충분한 근거나 왜곡
24으로 단순히 ‘일본 매판’이라 매도되었던 논쟁 사례들25 등이 무모한 

것으로 치부되는 대신, 다시 열릴 논의의 장(場)에서 새로운 화두가 

될 때, 우리는 ‘묵림회’를 포함한 한국의 미술그룹들의 (정치적) ‘구조

성’을 넘어 실체적인 미학의 내용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23 『서세옥』(갤러리 현대, 1996 연표) 및 『서세옥』(올해의 작가: 서세옥, 국립현대미술관, 
2005 연표), 허영환(한국현대동양화 운동의 고찰, 『한국의 근대미술 3호』, 1976, p. 16), 
이구열(『근대 한국화의 흐름』, 미진사, 1993, p. 195), 최병식(『동양미의 탐구』, 학고재, 
1999, p. 271) 등의 ‘묵림회’ 1957년 창립설은 기타 당시 대부분의 신문기사 보도나, 
이경성의 ‘한국근대미술자료’(대한민국 예술원, 한국예술총람 자료집, 1965, p. 223) 기록 
및 민경갑, 송영방, 전영화, 정탁영(삼성문화재단 편, 『해방 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1』,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No.1, 2003)의 진술과 상충된다.

24 문명대의 ‘한국회화의 진로문제’(「공간」, 1974.6)에서는 서세옥의 묵법(墨法) 실험을 
심지어 일본의 타와라야 소타츠(俵屋宗達)나 오가타 코린(尾形光琳) 등과 비교하며 
‘니지미(滲じみ)’나 타라시코미(たらしこみ)’ 기법과 혼동 내지 왜곡 해석했다. 김미경·황상희, 
『우리그림 批評』, 카리아트, 2008, pp. 94–100 참조.

25 문명대, ‘한국회화의 진로문제’, 「공간」, 1974.6. 
 서세옥, ‘동양화의 기법과 정신’, 「공간」, 1968.6. 
 이종상, ‘정론과 사설’, 「공간」, 1974.7. 
 허영환, ‘산정과 그의 회화세계’, 「공간」, 1974.7. 
 오광수, ‘최근의 동양화논쟁–산정 서세옥론의 예술논쟁을 보고’, 「공간」, 1974.10
 위의 문명대–서세옥 논쟁 과정과 관련된 5편의 텍스트 및 작품 분석은 김미경·황상희, 

『우리그림 批評』, 카리아트, 2008, pp. 88–119 참조.

그림20) 八大山人, 『書畵冊』 七
開之一, 紙本水墨, 24.4×23cm

그림21) 서세옥, ‹壽石›, 

1960–70년대 (「공간」, 1974.6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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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전›, ‹60년전›과 ‹현대전›, ‹연립전›, ‹악뛰엘›의 연계적 구조성에 주목하며

1960년 10월부터 국전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며 벌어졌던 두 개의 ‘가두전’과 그 이후의 

미술그룹들의 연계 상황을 돌아보는 일은 ‘묵림회’ 이상으로 한국 미술그룹들의 ‘구조

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먼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재학생들의 ‘벽동인회’와 

서울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졸업생들의 ‘60년 미술가협회’(60년미협)가 가을 국전이 열

리던 덕수궁 담벽 양쪽에서 각각 ‹벽전›(그림22)과 ‹60년전›(그림23)이라는 이름으로 

작품들을 전시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총  6회의  ‹현대전›을  열면서  1958년부터  박서보의  재진입으로  (소

위) ‘앵포르멜 추상’의 주역으로 불리어 온 ‘현대미술가협회’(현대미협)26가 ‘5·16

이 발발했던 1961년 ‘60년미협’과 함께 열었던 ‹연립전›27 및 그 이후의 ‹악뛰엘› 

26 ‘현대미협’(1957–1960)은 총 6회의 전시를 했으며 결성 당시 회원은 문우식, 김영환, 김창렬, 
장성순, 이철, 하인두, 김종휘, 김청관이었다. 창립전에는 조동훈, 조용민, 김충선, 나병재, 
김서봉이 더 포함되었다.

27 ‹연립전›(1961)의 출품작가는 김용선, 김창렬, 박서보, 나병제, 이명의, 이양노, 이용환, 장성순, 
정상화, 조용익, 하인두, 김봉태, 권영숙, 손찬성, 김종학, 김대우, 유영렬, 정영섭, 최관도, 박곤, 
윤명로였으며 ‘현대미협’과 ‘60년미협’은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학연적 범주를 넘어서서 
다수의 회원 수를 확보함으로써 국전에 저항하는 이익단체 성격을 강화했다.

그림22) ‹벽전› 전시 광경, 정동극장 쪽 
덕수궁 담벽, 1960.10.1 시작

그림23) ‹60년전› 전시 광경, 영국대사관 쪽 
덕수궁 담벽, 1960.10.5–14

그림24) 경복궁의 ‹악뛰엘› 미전 개점휴업, 
조선일보, 1964.4.23

그림25) 김창렬, 

‹아침›, 1957, 

‹현대전› 창립전 
출품작

그림27) 장성순, ‹작품59–B›, 

1959

그림28) 윤명로, ‹벽B›, 1959, 
제8회 국전 특선작

그림26) 김서봉, ‹습작›, 

1958

그림29) 김형대, ‹還元 B›, 

1961, 제10회 국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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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그룹 운동사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구조성에 주목하며–

(그림24)28 전시 상황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라는 범주를 넘어) 작가들이 차용/재해

석했던 ‘외부로부터의 미학’ 이상으로, 미술그룹들이 기성의 미술 권위에 저항할 이익집

단으로 형성되거나 집단화 자체를 통한 발언의 확산을 목적으로 연계/해체하는 과정이 

중시되었던 구조적 광경을 드러낸다. 1957년부터 1964년까지 전개된 4개 미술그룹들 

각각의 활동 및 그들의 부분적인 연계 집단화는 대체로 ‘앵포르멜 미술’이라는 ‘미학’으

로 외면화/명분화되었고, 미술사 및 비평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왔으나29 사실상 

대부분 작가들은 그들의 ‘앵포르멜 미술’과 기존의 타(他) 추상미술들과의 미학적 차이 

내지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분명히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2차대전과 유럽 앵

포르멜 미술의 상관관계를 연상시키는) ‘6·25 전쟁’ 체험과의 때늦은 관련성도 설득력

이 희박했다. 또한 4개 미술그룹의 작품들은 반(半)추상 혹은 서정추상이 대부분이었으

28 ‹악뛰엘›(1962–1964)는 총 2회의 전시를 가졌고, 창립전 출품작가는 김대우, 김봉태, 
김종학, 김창렬, 박서보, 손찬성, 윤명로, 이양노, 장성순, 전상수, 정상화, 조용익, 하인두였다. 
제2회전(1964)은 6·4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한창이었던 당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군인들만 전시장을 지킨 채 전시 자체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앵포르멜 미술’과 관련하여 기존의 
상당수 미술사 기술은 일반 공개되지 못한 제2회 ‹악뛰엘› 전시에 ‘탈 평면적’ 경향의 설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에 대한 미학적/조형적 분석 없이) 그것을 ‘앵포르멜 
미술’의 연장 선상 내지 소멸 단계로 간주해 왔다.

29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1979, p. 144, pp.194–195.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재원, 1995, pp. 39–45.
 오광수, 한국 추상미술, 그 계보와 동향,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 21. 
 이구열, 뜨거운 抽象의 導入과 展開–1957–1965, 『韓國의 抽象美術–20年』의 軌跡』, 

계간미술편, 1979, pp. 37–42.
 이일, 60年代의 한국의 앵포르멜 美術, 『現代美術의 視覺』, 미진신서12, 1985. (워커힐 

미술관에서 열렸던 「60年代의 韓國現代美術–앵포르멜과 그 주변」전(1984.5.)의 서문 내용을 
재 수록)

 김영나, 한국 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石南 李慶成 先生 古稀紀念論叢, 
일지사, 1988.

 우혜수, 전시를 개최하며, 『한국과 서구의 전후 추상미술: 격정과 표현』, 삼성미술관, 2000, p. 15.
 서성록, 현대미협, 60년미협, 악튀엘, 『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1994, pp. 125–133.
 서성록, 전통의 파괴, 현대의 모험–앵포르멜 미술의 전후,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p. 

33–69.
 윤진섭, 앵포르멜의 확산과 모더니즘의 성숙, 『한국 모더니즘 미술 연구』, 재원, 2000, p. 45.
 정영목, 한국 현대회화의 추상성 1950–1970–전위의 미명 아래, 가나아트, 1996. 1/2. (‹벽전›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거의 유일하게 소위 한국의 앵포르멜 추상과 일본의 앵포르멜 추상과의 
관계를 언급)



208

조형_아카이브

며(그림25)(그림26)(그림27) 상당수 국전 당선작들에도 그러한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

었으므로(그림28)(그림29) ‘반(反)국전’이라는 명분도 공동의 이슈는 아니었던 것이다. 

즉 그들 내부/외부의 네트워크를 움직였던 실제 동인(動因)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미

학적 공감대나 멤버들 사이의 심화된 토론보다, 4·19와 5·16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혁

명과 함께 저항적 미술혁명의 분위기를 띤 이익집단으로서의 영향력과 연합 기능에 대

한 관심이 컸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상미술의 집단화 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바, ‘현대미협’

이 창설된 ‘1957년 설’30과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독자성’에 대한 최근의 구체적인 반론

들은31 ‘현대미협’과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직결을 통해 ‘새로운 추상’을 명분화해 왔던 

과정이 ‘제거/삭제의 역사화’(歷史化)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바

탕에 깔고 있다. 방근택이 기초하여 발표된 ‘현대미협’의 ‘제1선언’32 이후 이어진 제2선

언,33 제3선언34 등 일련의 선언문들은 ‘혼돈’과 ‘자유’의 열기가 ‘빈손’의 ‘광기’로 이어지

고 있을 뿐, 분명한 미학적 태도와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또한 그것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든, 유럽의 앵포르멜 미술이든 영향관계의 유무를 떠나, 거의 대부분 작가들의 

작품이 비정형적인 ‘앵포르멜 미술’(L’art Informel)로부터 정형적(Formel)이고 구축적

인(Constructive) 구성으로 이행했다는 독특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연구35도 심화된 논

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30 이경성, 추상회화의 한국적 정착–집단과 작가를 중심으로, 「공간」, 1967.12, p. 85.
 이경성–박서보 대담, ‘1950년대의 한국미술’, 한국현대미술전집, Vol. 20, 한국일보사, 1979, p. 83.
 이일,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 이일 미술비평집,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열화당, 

1991, pp. 91–92.
 서성록, ‘전통의 파괴, 현대의 모험–앵포르멜 미술의 전후’,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 33.
31 김미경,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앵포르멜 미술」, 문예진흥원–올해의 예술상 기념전,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2005.3.17–3.30) 발제문, 마로니에 미술관(現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2005.3.17 도 참조.

32 ‘현대미협’의 제5회 ‹현대전›(1959.11.) 당시 발표되었던 ‘제1선언’ 내용.
33 ‘현대미협’과 ‘60년미술가협회’의 ‹연립전› 당시 발표된 ‘제2선언’, 1961.12.
34 1962년 8월 ‘악튀엘’ 제1회전 당시 선언.
35 2005 문예진흥원–올해의 예술상 기념전,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 (2005.3.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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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선언

우리는 이 지금의 혼돈 속에서 生에의 의욕을 직접적으로 밝혀야 할 未來에의 確
信에 걸은 語彙를 더듬고 있다.

 바로 어제까지 樹立되었던 빈틈없는 知性體系의 모든 合理主義的 道化
劇을 박차고 우리는 生의 慾望을 다시없는 ‘나’에 依해서 ‘나’로부터 온 世界의 

出發을 다짐한다. 世界는 밝혀진 部分보다 아직 발 디뎌 놓지 못한 보다 廣大한 

其餘의 全體가 있음을 우리는 是認한다. 이 是認은 곳 自由를 擴大할 義務를 우

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創造에의 不可피한 衝動에서 捕捉된 빛나는 發掘을 

爲해서 오늘 우리는 無限히 豊富한 鑛脈을 집는다. 永遠히 生成하는 可能에의 

唯一한 瞬間에 卽刻 參加키 위한 最初이자 最後의 對決에서 冒險을 實證하는 

偶然에 未知의 豫告를 품은 靈威에 充溢한 ‘나’의 開拓으로 世界의 制覇를 본

다. 이 制覇를 우리는 내일에 걸은 行動을 通하여 지금 確信한다’

 제2선언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는 상태다. ‘어제’와 ‘이제’, ‘너’와 ‘나’, 사물 

모든 것이 철철 녹아서 한 것으로 흘러 고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산산히 분해된 

‘나’의 제 분신들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다른 성분과 부딛쳐서 딩굴고들 있는 

것이다. 아주 녹아서 없어지지 아니한 모양끼리 서로 허우적거리고들 있는 것이

다. 이 작위가 바로 ‘나’의 창조행위의 전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된 모양일 리

가 없다. 이동과정으로서의 운동 자체일 따름이다. 파생되는 열과 빛일 따름이다. 

이는 ‘나’에게 허용된 자유의 전체인 것이다. 이 오늘의 절대는 언젠가 는 결정되

어 핵을 이룰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덥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지글지글 끓고 있

는 것이다.

 제3선언

해진 존엄들, 여기 도열한다. 그리하여 이 검은 공간 속에 부둥켜안고 홍조한다. 

모두들 그렇기도 현명한데, 우리는 왜 이처럼 전신이 간지러운가. 설점 깎으며 명

암을 치달아도 돌아오는 마당엔 언제나 빈손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광기다. 

결코 새롭지도, 희안하지도 않은 이 상태를 수확으로 자위하는 까닭은 그것이 이

른바 새로운 가치를 사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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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0년미협’이 별다른 선언문이나 미학적 주장을 남기고 있지 않은데 비해, 자신들

의 입장을 활자화했던 ‘벽동인회’의 ‘발언’36은 기성 화단의 파벌 싸움이 미학/사상보다 

실권을 위한 감정적 투쟁임을 목격하면서, 차단된 ‘벽’ 앞에서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일련의 ‘현대미협’ 선언문들과 다름 없이 뚜렷한 미

학적 논의와 태도를 집결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發言–오늘 모든 安存과 歡樂으로 通하는 門은 우리들의 눈 앞에서 遮斷되였다. 

	 現實은 차디찬 壁이 되어 우리들의 눈 앞에 놓여 있다. 어린 十代에 戰爭
을 겪은 우리들에겐 아무리 도리켜 보아야 젊다는 以外에 이렇다 할 잘못이 없

다. 모든 것은 一部의 沒知覺한 政治人들의 無能과 貪慾에 依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들은 미처 알 수 없었던 原因에 比해 모든 慘酷한 結果를 맛보아만 했다. 다

만 戰爭이 있었다. 그리고 窮之와 饑餓와 渴症에 여윈 우리들에겐 헤어날 수 없

는 絶望과 抵抗의 精神만을 助長해 주었을 뿐이다. 모든 秩序의 倒攘 그 뒤엔 더

욱 새로운 時代를 爲한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先人들은 그들의 嘸
棄할 隱遁과 阿世로서 貪慾과 實權掌握의 修羅場 위에 쌓아 올린 地位를 維持
하기에 갈망하여 解放 後 十有餘年間 이 나라의 民族文化 藝術을 前時代的인 

天踏의 狀態에 버려 두게 하였다.

 몇몇 派閥의 싸움은 理念의 싸움보다 實權을 爲始한 感情的 鬪爭으로 始
終하였다. 民族文化와 固有한 傳統은 속속드리 파양되고 새로운 創造를 爲한 

胎動은 遼遠하다. 우리들은 새삼 이 자리에서까지 前時代人의 過誤를 糾彈하고 

그들에게 歷史의 責任을 물어 우리들의 立場을 辯護할 生覺은 秋毫도 없다. 모

든 것은 있었던 그대로 充分하다, 지금은 行動을 決行할 때다. 우리들은 行動하
면 그 뿐이다.

	 願컨대 우리들에게 行動할 수 있는 自由를. 그리고 創造 示顯할 수 있는 

自由를 달라! 

	 壁同人展의 첫 展示會에서 우리들은 可能한 한 모든 不必要한 形式과 施
設을 去勢해 버렸다. 여기에 展示될 作品은 그대로 우리들의 胴体요 思想이요 피

36 ‹벽전›의 ‘벽’이라는 말은 박병욱이 제안했고, 선언문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의 신명순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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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밖에 모든 것이다. 우리들은 벌거벗은 몸둥이 그대로 遮斷된 壁 앞에 서 있다.

 비록 畵風과 技巧 上의 些少로운 蹉跌은 있을지언정 오로지 民族文化의 

高揚과 暢達을 爲하고 自我刑殘의 보다 새로운 局面을 開始하려는 우리들의 

意慾과 情熱은 그 누구도 抑制할 수 없으리라 믿으며 人事를 代身한다.–壁同人
會 올림

내가 소위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전개 네트워크 속에서 ‹벽전›이 자리잡는 위상적 의

미를 돌아보고, ‘탈 평면’ 속성을 띠는 소수 작품들의 전조단계37가 ‹악뛰엘›에서 구체

화되는 과정38에 주목했던 것은 일련의 미술그룹들이 ‘한국 앵포르멜 미술’이라는 이름

으로 연계되어온 까닭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정치적) 이익집단화의 구조를 넘어서서 

37 (고)박홍도의 경우, 제1회 ‹벽전›에서 ‘나무 틀에 녹슨 철사로 얽어 맨 석탄재 덩어리들과 
쇠를 깎을 때 나오는 찌꺼기 쇠붙이들을 얽어 덕수궁 담벽에 기대어 놓은’ 작업, 유황의 경우 
‘구멍 뚫은 화포와 판자에 철망조각들을 엮은’ 작업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품들은 모두 
소실되었으며 박홍도 작품의 경우에만 희미한 신문사진과 증언으로 작품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38 前衛中의 前衛들, 악뚜엘 同人 創立展, 조선일보, 1962. 8. 21 

	 韓國의 前衛美術家 중의 前衛美術家를 자처하는 13名의 畵家가 모여 지난 3月 악뚜엘 同
人을 만들고 그 創立展을 18日부터 24日까지 中央公報館에서 열고 있다. 모두 百號가 넘는 
열두 作品(출품작 12점(金昌烈씨는 出品하지 않았다)들에는 作家名만 달려있고 題名이 없다. 
그 중에는 시멘트, 石膏, 푸대조각, 밧줄 等의 마띠엘을 畵具에 配合시켜 構成한 것도 있고 흰 

廣木을 접어 單純한 線을 만들어 낸 것도 있다. 展示場은 黑, 赤, 靑의 무거우면서도 호탕한 
빛깔이 내려 누르고 있다......악뚜엘(現在, 現實, 現行의 뜻)은 國展을 否定하는 前衛美術家團
體들이었던 現代美協(一九五七年 創立)과 六0年展(一九六0年 創立)이 작년 가을 解體하고 
그들 중에서 理念이 같은 멤버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대부분 朝鮮日報 主催 現代美展의 招
待作家들이다…前 現代美協 멤버: 金昌烈, 朴栖甫, 田相秀, 河麟斗, 鄭相和, 張成旬, 趙容翊, 

李亮魯, 前 六○年展 멤버: 尹明老, 孫贊聖, 金鳳台, 金大禹, 金宗學 
 한편 ‘材質의 自由로운 試圖, 젊은 冒險派의 악뚜엘展’(한국일보, 1962. 8. 22)에서는 

‘…마대에다 石膏, 흙, 천, 밧줄, 노끈, 걸레, 넝마, 모래…누덕누덕 붙인 畵面들…앞으로 國展엔 

出品을 않고 파리 비엔나레같은 國際展에나 參加하겠다는 대단한 氣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2회 ‹악뛰엘›전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못했으나 장성순, 김봉태의 공통된 
증언(2000.2.21) 등에 의해 (고)김대우가 ‘빈 캔버스 틀에 밧줄을 칭칭 감아 늘어 놓거나, 틀 없이 
흰 광목 천을 주름지게 벽에 걸어 놓았다’는 사실은 분명 ‘앵포르멜’ 미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탈 
평면적 인스탈레이션으로 확장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료 작가들의 증언만 남았을 뿐, 작품은 
물론 그것을 입증할 사진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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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실체적인 내적 ‘미학’과 ‘태도’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앵

포르멜 회화의 범주를 넘어 공간성이 고려된 인스탈레이션으로 확장되었으나 몇몇 증

언39과 희미한 보도사진으로만 확인 가능한 (고)박홍도, (고)김대우 등의 작업들을 포함

해서 ‹벽전›과 ‹악뛰엘›에 참여했던 몇몇 작가들의 ‘탈 평면적’ 조형과 미학이 미술사/

비평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채 이제는 역사에서 거의 사라진 이유에 대한 반성을 

위함이었다.40 이는 ‹벽전›과 ‹60년전›, 그리고 ‘현대미협’과 ‘60년미협’이 연합한 ‹연립

전›과 소위 ‘한국의 앵포르멜 미술’의 연장선상/소멸단계로 간주되어 온 ‹악뛰엘› 전시

들이 ‘역사화’를 위해 일렬로 엮였고, 그 외의 이탈 지점들은 제거/삭제되었던 과정에 대

한 반성이기도 하다. 그 역사화 과정에는 구체적인 작품들에 대한 분석에 따른 미학적 

통찰이 부재해 왔으며, ‘탈 평면적’ 조형성과 인스탈레이션으로 확장되는 부분적 경향

은 한국 앵포르멜 미술을 ‘미학’으로 명분화할 일련의 ‘운동’을 추진했던 주축들의 입장

에서는 ‘해독 불가능한’ 일종의 걸림돌이었다. 

여기서 나는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 ‘구타이’가 자국의 생존 문제를 미학적 구체

성으로서의 ‘행위’ 문제와 직결하며 논의하다가, 미국 추상표현주의나 유럽 앵포르멜과 

직접 소통 끝에 회화 미학으로 선회한 뒤, 다시금 존 케이지( John Cage)나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의 후기 활동과 관련을 맺으며 행위미술에 관한 미학적 실천을 

진전시켰던 것을 기억한다.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은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미학이 

명분화/도구화되었던 때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미학적 실천이 일체의 ‘운동’을 가능케 

했을 때였다.

이익집단의 정치적 목적이 사실상 우선할 경우 조형성과 미학은 명분에 그치거

나 목적의 배후로 사라지게 되며, 미술사/비평이 그것에 연합할 경우 역사는 왜곡된다. 

‘현대미협’으로부터 ‘악뛰엘’까지 이들 4개 미술그룹과 관련된 한국 미술계의 구조는 결

국 정치적 운동사로 남겨졌고, 실제로는 이익집단의 목적성이 미학의 우위에 있었다. 

즉 ‘벽동인회’와 ‘60년미협’의 정치적 공감대는 표면적으로 ‘반국전’이었으나 ‘벽동인회’

의 김형대는 다음 해(1961) 곧 국전에서 5·16 이후 박정희에 의해 제정된 국가재건최고

회의 의장상을 수상하게 되고, ‘60년미협’의 윤명로는 이미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벽

39 김미경–장성순·김봉태 전화 인터뷰(2000.2.21) 및 김미경–박홍도 인터뷰(2003.3.9, 2003.6.5), 
김미경–김익수 인터뷰(2003.10.28), 김미경–김형대 인터뷰(2003.11.28).

40 김미경, 「한국현대미술자료약사–Meta critic의 의미」, 미술사학, 2002 참조.
 김미경, 『한국의 실험미술』, 시공사, 2003,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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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로 특선에 당선되었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전선으로서 ‘반국전’의 지속적 의

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벽동인회’ 결성 시점에서 발표된 선언문/발언이 국전을 주

도하던 서울대학교 교수(스승)들과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정치적 저항성을 드러

내고 있었음은 분명하다.41 즉 ‘반 국전’을 외쳤던 ‹벽전›의 몇몇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은 교수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국전 심사위원장(장발)과 회화부

문 심사위원장(송병돈) 및 조각부문 심사위원장(김종영) 등이 모두 서울대학교 교수들

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학칙에는 4학년부터 국전에 출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벽전›이 3학년 재학 중 장외(場外) 전시를 계획한다는 사실 자체가 학칙 위반 사유가 

되어 박홍도는 퇴학을 당했다가 다시 구제되기도 했다. 그것은 홍익대학교(학장 김환

기)의 분위기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보수적인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장

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데모 주동자 박홍도가 서울대학교 학장(장발) 축출파로 

나섰던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60년전›에 포함된 서울대학교 출신 작가들의 경우는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벽동인회’와 ‘60년미협’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선후배들 간의 이질적 기질 및 

갈등 구조는 ‘현대미협’과 ‘60년미협’의 결탁과정에서 ‘벽동인회’가 사실상 배제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미술그룹들이 미학과 역사적 통찰 외의 다른 이유로 연합할 때 결

과는 자명하다. ‘현대미협’과 ‘60년미협’의 ‹연립전›의 ‘제2 선언’(1961.10)은 더 이상 ‘앵

포르멜 미술’의 미학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었고, 명분화된 미학의 약화를 드러내는 동

시에 (정치적) 운동성과 그 향방이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서구에서 앵포르멜 미술

이 일단락의 장(場)을 접고 있었을 때, ‹악뛰엘›의 ‘제3선언’에는 ‘빈손’의 ‘광기’가 고백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벽전› 작가(김형대)의 앵포르멜 추상 계열 작품 ‹환원 B›

가 국전의 국가최고회의의장상을 수상했을 때, 그들이 표방했던 집단적인 ‘반 국전’의 

정치성 또한 무색해지거나 와해되었다.42 이는 4개 미술그룹들을 ‘앵포르멜 미술’이라

는 미학적 명분으로 연계시킬 역사화를 위한 (미술사/비평/작가들의) 목적과, 그 이면

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했던 근본 요인인 ‘정치적 집단화’가 결합되어 이중 구조를 형성

함으로써 결국 본질적인 미학 부재/부족의 미술 역사가 기술되어 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41 관련 내용은 김미경, 「‹벽전›에 대한 小考: 한국 앵포르멜의 전개과정에 대한 의문」(2004) 참조.
42 김미경, 『한국현대미술자료 略史(1960–1979)–정치 경제 사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미술』,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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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의의 확장을 위해: 1970–90년대 미술그룹들의 구조성

‘앵포르멜 미술’의 열풍이 잦아든 1960년대 중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문

자 그대로 ‘새마을 운동과 경제발전과 유신’의 시대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기성 제도에 

저항하는 일체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내포하는 미술은 ‘퇴폐미술’이었고 삭제의 대상이

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국립’으로서 일종의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며, 저항적 태도는 홍익대학교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

화’ 되어 한동안 역사 속에 잠겨 있었다.43

한편 당시의 정치사회적 금기를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국가적인 ‘한국성’과 맞물릴 

수 있던 미술은 성리학과 조선 백자 등으로부터 온 전통 미학의 현대적 해석으로 명분

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기에 활발하게 형성되는 소그룹들은 대학의 학연이 중시되

지 않았으나 하종현이나 이건용 등 주로 홍익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44 1970년대 중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는 대형 미술단체들은 (홍익대학교의 

하종현을 리더로 하는 AG의 ‹앙데팡당전›, 박서보를 중심으로 하는 ‹에콜드서울›과 

‹서울비엔날레› 및 일련의 ‹현대미술제›를 포함하여) 소그룹이 지니는 미학적/철학적 

사고와 토론에 집중되기 보다 ‘전시’ 자체와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컴퓨터 1세대 작가들이자 1960–70년대까

지의 대학교육에 대해 자기비판적 회의와 반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을 수반했던 소

그룹들이 속출하며45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 중심의 대표적인 미

술그룹들은 ‹로고스와 파토스›(1986–1999), ‹82현대회화›(1982–1984), ‹레알리떼 서

울›(1987–1993) 등이다. 그러나 이들 미술그룹은 새로운 공동의 미학적 공감대와 그

것을 진전시킬 필연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기보다, 개별 작가들의 감수성과 미적 사고

(思考)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집단화의 이점을 공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보는 편이 옳

43 김미경, 『한국의 실험미술』, 시공사, 2003 참조.
44 AG(한국 아방가르드 협회)(1969–1975)의 창립 회원들은 곽훈, 김구림,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 하종현 등이며, ST(Space & Time)(1971–1981)의 창립 회원은 
이건용, 박원준, 김문자, 한정문, 여운으로 구성되었다.

45 오상길 편,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Ⅰ–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비평적 재조명』, 청음사, 2000 
참조.

 김미경, 「한국의 80년대 소그룹 운동과 시대상황」,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Ⅰ–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비평적 재조명』, 청음사, 2000,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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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오랜 지속성을 갖는 ‹로고스와 파토스›의 경우에도, 작가들의 예술적 독립성

이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관훈미술관 기획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로고스’와 ‘파토스’라

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광범위한 범위를 말해준다.

1980년대 소집단 형태의 미술그룹들 내부의 작가적 자기비판/자기반성적 특성

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미학적으로 강화되어 있었으나, 그 개별성/독립성으로 인해 

미술그룹이 ‘운동’으로서 진전되는 데는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시대적인 ‘민중미술’은 김지하의 ‘현실동인’ 제1선언 이후 언더그라운드로서 보다 광

범위하게 정치/사회/문학/음악 등 확장적 영역에 걸쳐 전개되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교 출신의 작가들을 상당수 포진하면서 ‘운동’의 미학적 실천과 정치적 행동을 한동

안 병행했다.

한국 미술그룹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돌아볼 때, 미술그룹의 명칭이 결국 그 미학

적 태도와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편 미술그룹이 집단으로서 집중하여 지향할 ‘미학’이 취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학’

을 포장/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미학적 태도와 철학적 사고의 빈곤 너머 미술계

의 어떤 ‘구조성’을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 반성과 향후의 대안이 자연히 도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미술에 있어서 ‘철학적 사고’와 사회/역사적 통찰력의 중요성

을 재인식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조성’에 주목하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한국 미술

그룹 운동사 속에서 바라보는 이유이다.

주제어:  한국미술그룹 운동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구조성, 묵림회, 벽동인회,  

60년 미협전, 악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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